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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rageous 터무니없는 ; 난폭한 잔인한 1장
unfazed 당황하지않는
bode 징조가 되다
ruckus 야단법석 소동
bother sb's head  --의 일로 골치를 앓다
odds-on 승산이 확실한
hoax 장난 골탕
*bleat 푸념하다 ; 매애 울다
gruel 녹초가 되게 만들다
rigging 장비 장치
corrode 부식하다 침식하다
you don't say 설마 농담이겠지? 그럴리 없어
*baffle 실패하게 하다 좌절시키다
rangy 팔다리가 가늘고 긴
lope 성큼성큼 걷다
*quack 꽥꽥 울다
take bearings 형세를 살피다(모든 방향) 2장
quarry(n) 노리는 적 , 사냥물
forestall 선수를 치다 앞지르다
relapse 되돌아감 (병의)재발 타락
*stint(n) 할당된 기간(량)
stooge 꼭두각시 조연
mediocre 이류의  평범한
on the subject of  --에 관하여
*invincible 무적의 불패의
obnoxious 밉살스러운
spin a tale(yarn) 자세히 이야기를 늘어놓다
douse 물에 처넣다 
beseechingly 간청하여 탄원조로
fug 퀴퀴한 실내공기 3장
smattering 어설프게 아는 지식
higgledy-piggledy 엉망진창 뒤죽박죽
fabled 전설의  유명한
rife 소문이 자자한 
*masquerade 변장 가면무도회
the blazes.. 도대체 
*fraught  --으로 가득차다(with)
repugnant 비위에 거슬리는
rechristen 다시 이름을 붙이다(세례)
doff (모자를)벗다
*encumber 방해하다 막다
flighty 변덕스러운 
*proffer 내밀다 제의하다 4장
solicitous 걱정하는 ; 갈망하는
do justice to sb 남을 정당하게 다루다
snub 무시하다 퇴짜놓다
*pendulum 진자  추
*walrus 해마
give away 들통나다 누설하다
*upholstery 가구 실내장식품
plunk(plonk) 쿵하는 소리



***air(man) 표정 태도 모습
decanter 마개있는 유리병
creature comforts 의식주
buffer(man) 쓸모없는 놈
coercion 강압 압제
wearing(a) 지겨운 지치게하는
cheeky 건방진 뻔뻔스러운
outbid (경매)에서 비싼 값을 매기다
hamper(n) 바구니 ; 방해하다
tantamount 동등한  같은
cosset 응석을 받아주다 애완동물
handpick(v) 제손으로 직접 고르다
outhouse 헛간
disservice 폐  손해
take a hand in  --에 관여하다 참가하다
*deplore 한탄하다 애도하다 5장
phlegm 가래 객담
on sb's account  -- 때문에
knock up 급히 만들다
give sb a leg up 남을 도와주다 
highflying 대망을 품은
*gravy 고깃국물
undeceive 잘못을 깨닫게 하다
rasp 긁는 소리  거친줄
willowy (여성)키 크고 호리호리한
made for sb  --에게 꼭 어울리는 천생연분인
down-to-earth 현실적인  실제적인
punch-drunk (맞아서) 비틀거리는
in sb's right mind 제 정신으로
*shack 오두막 6장
**ply 계속 주다 음식을 권하다
flippant 입이 싼 , 경박한
*battalion 대대(군사) 대군
blownup 확대(사진) 클로즈업
apothecary 약제사 약국
*awning 차일 천막
seedy(man) 초라한 남루한
harried 어찌할 바를 모르는
pallor 창백(얼굴)
dither 당황하다 안절부절못하다
bang into 꽝하고 부딪히다 
disabuse 잘못을 깨닫게 하다
**briefs(clothes) 삼각팬티
gallow tree 교수대
**clash(color) 어울리지 않다 ; 충돌하다
money spinner 큰 돈을 벌어다주는 아이디어
verity 진실 참 진리
on the go 계속해서 끊임없이
blackhead 여드름
cuddly 귀여운 껴안고 싶은
unimpeded 방해받지 않는



retribution 보복 보답
lame story 서투른 이야기
bicker 말다툼하다
*austere 엄격한 준엄한 7장
*whim 변덕 일시적생각
*cloister (수도원에)가두다 은둔시키다
*circulation 발행 유포 배급 운행 순환
**bid(n) 시도 노력 입찰 경매
demented 제정신을 잃은 발광한
**backbone 용기 인내  등뼈 척추
*blight(v) 마르게하다 황폐케하다
*spell(time) a period of weather work illness
*hunch 예감 육감
licorice 감초
flair 재주 재능
compere 사회를 맡다
*staunch 지조있는 충실한
*illustrious 저명한 걸출한
**anecdote 일화 비화
*ensue 계속되다 잇따라 일어나다
ostentatiously 보란듯이 과시하듯이
*groom(v) 손질하다 돌보다
*momentum 탄력 관성 여세 8장
*matron 부인 여사
to the point of  --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tardiness 지각 느림
detract 손상시키다 (from)
**attire 복장 의복
**figure 점수 숫자 인물 모습
*frenzy 격노시키다 
comport 처신하다 행동하다
*impart (정보를) 알리다 연락하다
irksome 진저리하는 지루한
*lag 꾸물거리다 뒤처지다
pigheaded 고집센 외골수의
It's rude to point 손가락질 하는것은 무례하다 9장
doss 잠자리 싸구려침대
remonstration 항의 충고 간언
coursework 학습과제 교과학습
drop line 편지 몇 줄 써서 보내다
hopeful 전도유망한 사람
in due course 머지않아  이윽고
put-upon 학대받은 이용당한
cheek 뻔뻔스러움 건방진말
in mid-sentence 말하는 중간에
portentous 불길한 
lag(man) (영국속어) 전과자 죄수
**steal(v) 몰래 가다 덮치다 ; 훔치다
mother-of-pearl 진주색깔의(조개안쪽색)
sheen 번쩍임 광택
infatuation 심취 열중



*giddy 현기증나는  어지러운
annotation 주석 주해
decipher 해독하다 
take issue with  --와 의견이 맞지 않다 
ensconce 몸을 편히 앉히다
perk 기운나다 원기회복하다
smartly 호되게 ; 욱신욱신하게
dog-eared 책장모서리의 접은 귀
deviate 벗어나다 빗나가다 10장
for want of  --가 없기 때문에
correspodingly 상대적으로 
revulsion 혐오 반감 ; 급변
**speck 작은 반점 얼룩
bramble 가시나무
*manor 영지 장원 소유지
pothole 깊은 구멍 웅덩이
copse 작은 관목숲
in places 곳곳에서
goo 찐득거리는 것
dab 가볍게 두드리다
let loose on sb  --에게 분노를 폭발하다
*fiddle around 빈둥거리다
squalid 누추한
*grub 파다 찾다
*squad 분대 한조 한팀
obscene 저속한 음란한 추잡한
coat of arms 문장
accost 가까이 다가가다
unprovoked 정당한 이유가 없는
clop 따끄닥 소리
starkly 순전히 완전히
hovel 헛간
hanker 동경하다 갈망하다
indiscriminately 닥치는대로 무차별로
*glossy 광택있는 번쩍번쩍하는
squander 낭비하다 탕진하다
squalor 불결함
heirloom 가보 상속재산
give full rein to  --에게 마음대로 하게 하다
*squire 대지주 시골유지
*desertion 유기 도망 
take in 속이다 사기치다
besotted 멍한  얼이 빠진
gormless 아둔한 얼뜬 11장
graffito 낙서 고대그림
*swagger 으시대며 걷다
preferential 우선권의  특혜의
heckle 조롱하다 야유하다
pileup 차량의 연쇄충돌
grit 근성 용기 ; 모래 티끌
maggot 구더기



restive 난폭한 반항적인
categorically 단정적으로 단호히
a spot of 좀 조금 약간 
stymie 방해하다 좌절시키다
bolster 기운을 북돋우다 받치다 12장
regale 기쁘게 하다 만족케하다
budding 신진의 초창기의
*robust 튼튼한 확고한
straggly 헝클어진
scrabble 할퀴다 휘젓다
scrape a living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다
catch the eye 눈에 띄다
have a soft spot 좋아하다 귀여워하다
jibe 비웃음 조소
call it a day 일과를 끝내다 마감하다
**closet(v) 밀담을 나누다 ; 골방 벽장
send off for sth  --을 우편으로 보내다
accomplice 공범자 
*slick 멋진 ; 매끄러운 멋진
turf 내쫓다 ; 잔디 
thought-out 용의주도한 
*quell 진압하다 억누르다 13장
light-fingered 손재주가 있는
have a hand 관여하다 참가하다
*whence 어디서 ; 어찌하여 왜
*sift 체로 치다 가려내다
unrequited love 짝사랑
*auburn 적갈색의 황갈색의
*railings 난간
scruffy 추레한 더러운
press advantage 기회를 활용하다
healthy 상당한 큰(수량 크기)
pull up short 잠깐 멈추다  갑자기 서다
catch sb at it 현행범으로 --를 붙잡다
slop 엎지르다 ; 엎지른 물
*asylum 수용소 정신병원
bestial 짐승의
all in good time 머지 않아 곧
thimble 골무
mouth organ 하모니카
*displace 쫓아내다  옮기다
magpie 까치
astute 예리한 빈틈없는(성격)
enigmatic 수수께끼같은 
secateur 가위(가지 치는) 14장
squeamish 까다로운 ; 잘 토하는
*pod 콩깍지 꼬투리
resilient 탄력있는 튀는
marginally 약간 조금 ; 가장자리에
snog 애무하다 
butt in 참견하다 



stash 간수하다 숨겨두다
cold-shoulder 냉대하다 무시하다
*blithe 즐거운 유쾌한
jarring 삐걱거리는 거슬리는
irate 성난 노한
bat(v) 깜빡거리다(눈)
extricate 구출하다 해방시키다
dispassionate 냉정한 공정한
draw up short 잠깐 멈추다(서다)
*juncture 중요한 때 ; 접합 연결 15장
*devout 진심의 열렬한 ; 독실한
depraved 타락한 불량한
despoil 약탈하다 탈취하다
desecrate 모독하다
befoul 더럽히다(이름 명예)
talk sb out of  --를 설득하여 단념시키다
agog 열중하여 
emaciate 여위게 하다 
dobbin 말  종마
sucking-up 아첨(꾼)
pass over 무시하다 제외하다 16장
snappy 무뚝뚝한 
*warble 지저귀다 노래하다
**marshal(v) 정렬시키다 ; 육군원수
bosom friend 매우 가까운 친구
tamper 함부로 변경하다 간섭하다
*shun 피하다 비키다
*vogue 유행 인기
delve 찾다 탐구하다
stutter 말을 더듬다
sober up 술을 깨게 하다 진지하게 하다
goose bump 소름 닭살
onerous 번거로운 귀찮은
***ample 광대한 넓은
cotton on  --을 이해하다 깨닫다
scapegoat 희생양 속죄양
straighten out 확실하게 하다 바르게 하다
one-off 일회용 1인당1회 17장
abstinence 금주 금욕 절제
overindulge 지나치게 방종하다(과음)
vat 큰 통
get round (법망 어려움) 빠져나가다
eat one's word 자기가 한 말을 취소하다
**abuse 욕하다 ; 남용하다
put off 집중하기 어렵게 하다
*glean 찾아내다 (이삭을) 줍다
*glamour (성적)매력 매혹
motley 잡다한 뒤섞인
thuggishq violent behavior
trick sb into 남을 속여서 -- 시키다
*succumb 굴복하다 복종하다



grime 먼지 더러움
captor 체포자(반대 : captive)
for good measure 덤으로
perpetrator 범죄자
rankle 마음에 사무치다
rotund 토실토실 살찐
mark my words 내 말을 명심해라(위협)
**crude 투박한 솜씨없는 가공치않은
*alteration 변경 개조 변화
*coerce 억압하다 구속하다(into)
decant 붓다 따르다(물 용액을) 18장
**sheer 순전한 얇은 
inordinate 과도한 터무니없는 
affably 상냥하게 친절하게
upshot 결과 결론 종말
chivy 속이다
upheaval 대변동 격변 ; 들어올림
*deliberation 신중함 숙고 심의
*detain 붙들다 기다리게 하다
**haul 번 돈 잡은것  당기기 
***remark 알아차리다 주의하다 비평하다
albeit 설령 --라고 할지라도
*spike(drink) (음료에)술을 타다 첨가하다
amok 미친듯이 날뛰어
*pout 입을 삐죽거리다 토라지다
*relent 마음이 부드러워지다
pick-me-up 강장제 피로회복제
***spirit(drink) 강한 술(위스키 브랜디)
all in all 전부 완전히 대체로 19장
bump off 죽이다 없애다
flat out 전력을 다해 ; 녹초가 되어
come around to (의견태도)를 바꾸다
in-depth 상세한 주도면밀한
forgo 멀리하다 삼가다
shape up (컨디션) 호전되다 좋아지다
set a example 모범을 보이다
*indigo 남색 
ruse 계략 책략 모략
go into overdrive 열심히 일하다 
implode 안으로 파열하다
loincloth 미개인이 두르는 옷
squabble 말다툼하다 언쟁하다
squeal 끽끽 울다 비명지르다
*litter 깔개 쓰레기 20장
**ward(v) 피하다(off) 수용하다
grow on sb  --에게 마음에 들다
*usurp 빼앗다 강탈하다
nag(animal) 조랑말 작은말 ; 잔소리
plumb the depths 갈데(밑바닥)까지 가다 
stall(say) 말을 얼버무리다
*outset 시작 착수



envisage 마음속에 그리다 상상하다
*lacquer 칠 옻 래커(칠하다)
trinket 자질구레한 장신구
volition 의지 결단 
filigree 가는 줄세공
an arm and a leg 막대한 경비
pittance 약간 조금 소량
predispose 미리 --할 경향이 있다
**slumber 선잠(자다) 꾸벅꾸벅 졸다
engender 발생시키다 야기시키다
**spite(n) 원한 악의
omniscient 전지의 무엇이든알고있는
henchman 부하 심복
jigsaw puzzle 조각퍼즐
wrack 고문하다 ; 난파선 21장
*cozy(tea) 보온커버
unyielding 뻣뻣한 완고한 
foulmouth 입이 사나운 사람
tripe 하찮은 것 졸작
shufti 한번 보기
give a wide berth 피하다 멀리하다
goad 막대기(가축모는)로 찌르다
put heart into sb 남에게 용기를 북돋우다
**gramophone 축음기
go on about  --에 대해 떠들다 지껄이다
pop the question 청혼하다 
crack up 지치다 녹초가 되다
by and large 대체로 22장
ferment 감정을 들끓게 하다 효소
pirouette 발끝으로 돌다
begrudge 주기를 아까워하다
outshine  --보다 우수하다 
roundly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fractional 얼마 안 되는 조금의
*altogether 완전히 아주 전적으로
efficacious 효과가 있는  유효한
to the hilt 철저하게 완전히(자루)
send-off 장례식 송별회
in style 격식을 차려서  사치스럽게
compost 퇴비 비료
contrive 궁리하다 꾀하다 연구하다
skein 실타래
*husbandry 농업 경작 낙농
bring off 잘 해내다 성취하다
*refrain(song) 후렴  반복구
carry a tune 정확하게 노래하다
to save sb's life 아무리 --해도 (아니다)
cancel out 상쇄되다 비기다
rise to sth  --로 승진하다 출세하다 23장
**contacts 연줄 지인 아는 사람
wheedle 감언이설로 속여 빼앗다



overview 개관 개략
earthbound 땅에 매여있는  세속적인
*caliber 재능 관록 수완
hypothetical 가정의 가설의
ear trumpet 보청기(나팔형)
take credit 공적을 인정받다
blasé 싫증이 난   시들한
detrimental 유해한 손해되는
*prodigious 비범한 ; 거대한
trawl 샅샅이 뒤지다 ; 저인망
hazard(v) 모험삼아 --하다
**repose 눕히다 쉬다 휴식하다
mystique 신비한 매력 
succinct 간결한 명료한
**agony 고통 번민 고뇌
*arena 경기장 격투기장
dandruff 비듬 24장
rocky 불안정한 ; 암석이 많은
*vinegar 식초
tweak 미세하게 조정하다 비틀다
stoically 담담하게 냉정하게 금욕적으로
**base(moral) 비열한 치사한
by a margin 간신히 가까스로
a tall order 어려운 요구   난제
run-up 전초전 예고
inextricable 뒤엉킨 풀수 없는
preoccupation 몰두 열중 ; 선취점
*cistern 물통 수조
*catapult 새총 투석기
tiara 왕관
vilify 욕하다 비방하다
up one's sleeve 몰래 준비해둔  비장의
commiserate 불쌍하게 여기다 동정하다
impervious 무감각한 ; 스며들지 않는 25장
macho 사나이 사내다움
thrash around 뒹굴다 뒤척거리다
jocular 익살맞은 우스운
*robust 튼튼한 강건한
**aside 귓속말 소곤거리는말
curfew 소등시간  저녁종
vouchsafe 하사하다 허용하다
shifty 수상쩍은 ; 교활한 
cartomancy 카드점
bandy 퍼뜨리고 다니다(소문등을)
ill-disposed 냉담한 비우호적인
*uncouth 투박한 거친
waffle 시시한 소리를 하다
unassuming 겸손한 주제넘지않은
*sentry 보초 파수꾼
cut across 무시하다 ; 영향을 미치다
at a gallop 전속력으로 황급히



outcrop 노출(되다) 나타나다 26장
unrelieved 단조로운 변화없는
*foothold 발판 기지
breaststroke 평영 개구리헤엄
tang 톡 쏘는 냄새 맛
strike out 물을 세게 젓다(손 노)
antechamber 대기실  작은방
thus far 지금까지는 여태까지는
sprite 꼬마요정 귀신
*prow 뱃머리 이물(bow)
*jut 내밀다 돌출하다
faceup 얼굴을 위로 향하고
*inexorable 가차없는 냉정한
*pedestal 주춧대 받침대돌
phosphorescent 발광성의 인광성의
once and for all 단 한번만  이번 한번만
slur 분명치않은 발음 ; 비방
crenellate 톱날 모양의 27장
after a fashion 그럭저럭  어느 정도
*pretense 허세 허영 구실 핑계
lumpy(looking) 땅딸막한  울퉁불퉁한 
afters 후식(영국구어)
*flight 도주 도망 28장
squashy 질펀거리는 물컹거리는
bewigged 가발을 쓴
parry 슬쩍 피하다
fight back 반격하다 저항하다
**sustain (상해) 받다 입다 떠받치다
***lift (규제포위)풀다 철폐하다
*inert 힘없는 활발하지 못한 29장
graze(hurt) 찰과상 스침
*trance 황홀 혼수상태
ironclad 깨뜨릴 수 없는 철판입힌
duplicity 일구이언  표리부동 위선
*infamy 파렴치한 행위  추행
take a line on  입장(태도)를 취하다
steel oneself 마음을 굳게 하다 결심하다
pay tribute to  --에게 조의(경의)를 표하다
***second(v) 찬성하다 후원하다 지지하다
*excursion 여행 소풍 30장
mantra 주문 진언(힌두교)
looker 미남 미녀 ; 관찰자 검사관
play up 강조하다 광고하다
inexcusable 용서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turn sb in  --를 고발하다 고자질하다
entourage 수행원 동료 
unwonted 이례적인 드문
reek 냄새가 나다 연기를 내다
mothball 방충제 나프탈렌
marquee 큰 천막 
nightmarish 악몽같은 무서운



**thereafter 그 후   그 이래
*bay 궁지 ; 만(해안)
keep at bay 저지하다 못오게 하다
give up on sb  --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다



� 정식� 출간된�영어�원서별�단어장,� 「원서�읽는�단어장�시리즈」를�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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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에�나온�어휘들�완벽�정리! ▶� Comprehension� Quiz와� 다양한� Activity!

�원서�읽는�단어장�수익금의�일부는�불우한�환경의�어린이들에게�영어�도서를�지원하는데�사용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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